
- 국내전용(일반) 1만 2천원 (기본 2천원 + 제휴 1만원), 

- 국내전용(우량) 1만 2천원 (기본 2천원 + 제휴 1만원), 

- 국내전용(골드) 1만 5천원 (기본 5천원 + 제휴 1만원)

- 국내외겸용(우량) 1만 5천원 (기본 5천원 + 제휴 1만원), 

- 국내외겸용(골드) 2만원 (기본 1만원 + 제휴 1만원), 

- 국내외겸용(플래티늄) 4만원 (기본 3만원 + 제휴 1만원), 

 13만원 (아시아나클럽 기본 5천원 + 제휴 12만 5천원)

 12만원 (아시아나이코노미 기본 5천원 + 제휴 11만 5천원)

[ 연회비 ] 

항공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구        분 아시아나 클럽 아시아나 이코노미

적립기준 1,000원당 1마일 5,000원당 1마일

- 마일리지 적립시기 : 결제일+7영일업일 이내

- 적립제외 : 무이자 할부 이용액, 취소매출, 대학등록금,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등

- 마일리지는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됩니다.

- 가족회원의 마일리지는 본인회원에 합산되어 관리됩니다.

BC 아시아나클럽
카드



연회비 청구 및 반환기준

•연회비 청구기준 : 카드 발급일(발급 첫해에는 카드사용등록일)이 속한 카드이용기간의 첫 결제일에 

   청구되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연회비 반환기준 :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비용(발급 첫 해 연회비에 한정),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됩니다.

•연회비 반환시기 : 카드 해지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 상품의 경우 카드 해지일 기준 다음 다음달 5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부가서비스 유지 및 변경 안내

•카드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00년 5월 24일)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신규출시 후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 없이 1년 이상 경과했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고지 해 드립니다.         

 ※ 개별고지방법 :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한가지

해외결제 및 기타안내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 기준 거래 금액에 접수일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VISA 1.0%, mastercard 1.0%, One Way 

   (JCB) 1.0%)와 하나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신용카드 0.2%)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DCC) 추가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현지 통화 또는 미화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 서비스 이용 방법 

 : 콜센터, 홈페이지/모바일App(마이페이지/라이프-이용안심서비스-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일부 해외 거래 시 IC칩 비밀번호(PIN)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IC칩 비밀번호(PIN)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이용대금 결제 안내

•결제 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에는 하나카드 홈페이지 / 모바일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가상계좌입금 

 (송금 납부)을 통해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 세부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카드이용안내-결제안내] 및 모바일 앱 [고객센터 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약정이율 + 최대 3%)은 회원별·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이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대출 기준)

* 2개 이상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실 경우, 회원님의 복수카드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카드사간 공유되어 신용등급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www.hanacard.co.kr) 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준법심의 L-20-0118 (2020.04.16) / VI 200603-35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 방법 :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X전신환 매도율¹)+국제브랜드수수료²+해외서비스수수료³

  1. 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2.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X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VISA 1.0%, mastercard 1.0%, One Way(JCB) 1.0%))X전신환 매도율

  3. 해외서비스수수료 = (거래미화금액X해외서비스 수수료율 (신용카드 0.2%))X전신환 매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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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UM Desk 1566-7890

2개 이상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실 경우, 회원님의 복수카드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카드사간 공유되어 신용등급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 하나카드 www.hanacard.co.kr
     나 1800-1111

 신용카드 은

     

- 플래티늄카드 

Platinum 

makes

your

value

준법심의 L-20-0119(2020.04.16)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7-C1a-11852호(2017.11.07) 

※카드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2000년 5월 2일)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신규출시 후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 없이 1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1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고지 해 드립니다.

※ 개별고지방법 :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한가지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약정이자율+최대3%)은 회원별.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
되며,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이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
   금리(신규대출 기준)



고객과 함께 신용사회의 새 지평을 열어온 비씨카드.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오랫동안 다져온 신용카드
서비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시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BC Platinum카드의 세계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BC Platinum카드는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
프리미엄급 서비스만을 제시하여 고객을 차원이 다른
고품격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국내 최고의 신용우대 서비스, 
국내선 항공탑승시 동반자 왕복항공권 무료 제공 서비스, 
신규회원을 위한 가입축하 특급호텔 무료 숙박권 제공서비스, 
전세계 600여개 공항의 귀빈급 전용라운지 이용 서비스, 
고객의 사용내역을 바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는
바로알림(SMS) 서비스, 
제주지역 렌트카 24시간 지원 서비스, 
국내외 호텔· 렌트카 이용할인 및 우대 서비스, 
여행상해, 휴유장애 뿐만 아니라 여행 중 불편에 따른
여행불편보상보험 등 다양한 종합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는 플래티늄 카드 이용 및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플래티늄 전용 상담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좀더 가까운 밀착 서비스, 깊이있는 만족 서비스,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VIP만을위한BC Platinum 카드.
삶의가치를아시는귀하께드립니다.

First Class Inner Circle

당신의가치를만드는카드- 비씨플래티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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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스페셜 서비스 가족카드특별서비스보험서비스 특별부가서비스 포인트서비스

H A N A  P l a t i n u m  S e r v i c e

포 인 트 서 비 스

■ TOP포인트적립기준
•할부 매출의 경우 1회차 청구시 할부 매출 전체에 대하여
    전액 적립해 드립니다.

•연체/거래정지 사유 없이 TOP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이용액, 세금납부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용금액미적립) 

•기본포인트 : 카드 이용실적의 0.1%~0.3%  적립
•특별포인트 : 비씨 TOP가맹점 이용 시 추가 적립 (적립률은 TOP가맹점별 상이)

•스카이패스, 자동차등의 제휴카드 및 기업카드는 TOP포인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포인트유효기간
•적립월로부터 5년 (5년 경과 시 월별 선입선출 방식에 의거 차감)

TOP 포인트 제공 기준

TOP 포인트 사용 

TOP 포인트 사은품 

01

02

03

04

■

■

■

TOP  포인트 제도는 TOP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제공하고,
회원에게 적립된 포인트를 사은행사 참여, CASH BACK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TOP카드 회원만을 위한 REWARD SERVICE 
프로그램입니다.

TOP 포인트 서비스는?

TOP포인트 1 포인트 이상시 전국 TOP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포인트 단위로 이용가능)

TOP포인트 1만점 이상시 적립된 포인트를
CASHBACK 으로 신청하시면 1원 단위로
차기 결제일 대금에서 차감 후 청구 됩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만점 이상시 신청가능하며 20포인트 당 1마일리지로 
연간 1만 마일리지까지 가능)

TOP포인트 1,000포인트 이상시 보험, 여행,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사은품이
포인트대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TOP포인트 사은품 안내는
비씨카드 홈페이지(http://top.bccard.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우대 가맹점서비스









본인회원 및 법인회원의 연회비는 포인트형 기본연회비 5,000원/ 
제휴연회비 115,000원, 항공제휴형 기본연회비 5,000원/ 
제휴연회비 125,000원입니다. 가족회원은 기본 5만원입니다.

* 연회비 청구 
   - 카드 발급일(발급 첫해에는 카드사용등록일)이 속한 카드이용기간의 첫 결제일에 청구되며,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연회비 반환기준
   -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비용(발급 첫 해 연회비에 한정),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됩니다.

* 연회비 반환시기
   - 카드 해지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 상품의 경우 다음 다음달 5영업일에 입금됩니다.

* 결제 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당사 홈페이지 / 모바일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송금납부)을 통해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고객센터-카드이용안내-결제안내] 및 모바일 앱[고객센터 탭] 참고 



06 해외이용안내

일부 해외 거래 시 IC칩 비밀번호(PIN)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IC칩 비밀번호(PIN)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 금액에 카드 승인시점의
      하나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카드승인일에 회원의 계좌
      잔액에서 지급정지 되고, 이 후 매출표가 접수되면 지급정지금액 계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된 미화(USD) 금액에 접수일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으로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② 단, 1회 승인금액 100만원 이상의 거래(단, T&E업종 제외), 또는 카드사가 정한
     특정 브랜드(BC 등) 및 상품의 카드이용대금은 미화(USD) 기준 거래 금액에 카드
    승인시점의 하나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으로 회원의
    계좌잔액에서 즉시 인출됩니다.
       *T&E 업종 : Travel and Entertainment 업종, 여행과 여가 관련 업종(항공, 호텔, 숙박, 렌터카 등)

③ ①~②의 인출금액에는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VISA1.0%,
     mastercard1.0%)와 하나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US$0.5)가포함됩니다.

-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거래미화금액X전신환매도율¹)+국제브랜드수수료²+해외서비스수수료³  

   1. 전신환매도율: ①접수일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
                              ②승인시점의하나은행 전신환매도율  
   2. 국제브랜드수수료=(거래미화금액X국제브랜드이용수수료율)X전신환매도율  
   3. 해외서비스수수료=(거래건수XUS$0.5)X전신환매도율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DCC)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현재 
통화 및 미화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 서비스 이용방법

 - 콜센터, 홈페이지/모바일App (마이페이지/라이프>이용안심서비스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세계주요 도심 및 공항 등에서 아래의 마크가 부착된 현금 자동지급기를 이용하십시오.









유의사항

객실예약은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 바라며, 예약후 취소시에는 
호텔이용 약관에 의하여 취소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은행별 최초 신규가입 또는 최초 신규가입 5년후 갱신되는 회원님께
가입축하 국내 특급 호텔 무료 숙박권을 제공합니다.

●

숙박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실 및 파손시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최초 신규가입 이후 카드 탈회시 6개월이내 재발급 하는 경우 추가 제공되지 
않으며, 6개월 이내 재발급 하는 경우 최초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경과 후(5년) 
갱신시 제공됩니다.

●



핸드폰 로밍센터 에스코트, 보안검색대앞 에스코트 및 환송

핸드폰 로밍센터 에스코트, 보안검색대앞 에스코트 및 환송

※ 핸드폰 로밍센터 에스코트 : 해외여행시 필요한 핸드폰, 데이타로밍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이 사용중인 통신사 앞으로 에스코트 해드리는 서비스

에쿠스



고객 1인당 1장의 Priority Pass Card 가 발급가능합니다.









3 000



1일 1회 무료 9홀 라운딩 제공





인터넷 예매사이트 : 인터파크, 네이버영화, 예스24







Hana 1Q Pay 앱 서비스

‘Hana 1Q Pay’



2015년 4월 1일 부터 JW메리어트(서울강남)호텔은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 월 1회 
제공되며,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 제공 가능한 카드와 당일 호텔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셔야 서비스 제공됩니다. 

- 서울 :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라마다 서울 호텔, 리츠칼튼 서울,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메이필드 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 서울팔래스 호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콘래드 서울, 
            호텔리베라 서울, W 서울 워커힐,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엠블호텔 킨텍스, 
            알로프트 서울 강남,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 호텔, 호텔농심 

- 지방 :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파크 하얏트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대구그랜드
            호텔, 호텔 인터불고 대구, 시티세븐 풀만 앰배서더, 그랜드 하얏트 인천

- 공항 : 김포공항, 인천공항

- 서울 :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힐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리츠칼튼 서울,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메이필드 호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코티야드 by 메리어트 서울 타임 스퀘어, 호텔 프리마,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W 서울 워커힐, 서울신라호텔, 콘래드 서울

- 지방 :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대구 그랜드호텔, 씨티세븐 풀만 
            앰배서더, 그랜드 하얏트 인천

- 공항 : 인천공항



문의 및 접수처(동부화재 ☎02-1566-1040 / 02-1588-0100)

동부화재

카드별 상세 페이지>보험서비스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자필서명    동부화재 FAX 송부(070-4170-4040)



(단, 델리, 연회장 제외)



객실료 정상가 기준 50% 할인

Grand Kitchen, Brasserie는 12/24~25, 12/31 제외

객실료 성수기 (3~6월, 9~11월) 15% 할인
             비수기 (7~8월, 12~2월) 25% 할인

식음료 업장 10% 할인 (F&B 업장 현장 결제 시 제공)
※ 룸 서비스 / 미니바 제외

사우나 50% 할인 ( 투숙객에 한함)

가족 연회 행사시 5~10% 할인
※ 웨딩, 음료 및 주류 제외

허니문 Suite 이용시 50% 할인(객실내 과일/ 초콜릿 제공)
 - 예약 및 문의 : ☎ 02-317-3000 ※반드시 사전 예약

밀레니엄 서울 힐튼 



휴일 교통 및 골프 중 후유장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본 서비스는 가족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가족카드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휴일 교통 또는 골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 문의 및 상담 : BC카드 금융커머스팀(02-6322-2850)

보상 신청 : 현대해상화재보험(02-2181-2773, 2778)

휴일 교통 및 골프 중 
후유장해보험 무료가입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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